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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대 전기기관차 Matlab 모델링 및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atlab Modeling and Control Algorithm of 8200 Electric Loc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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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converter and traction system of 8200 electric locomotive is modeled using matlab simulation 

module. And the characteristic was analyzed through simulation of the combined system of converter and inverter for 

controling 8200 electric locomotive. The validity of the simulation was proved through performing unit power factor control of 

converter and speed control of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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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Total system configuration

1. 서  론

국내 철도분야에 화물 및 여객 수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기관차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8200호대 전

기기관차는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으로 운영기관의 핵심기술의 미

확보로 차량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이로 인

해 노후화 및 부품 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하여 증가

하고 있어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

산화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와 마이크로프로세

서 적용을 통하여 경량화 및 융합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8200호대 전기기관차 컨버터 및 견인시스템을 

matlab 시뮬레이션의 모듈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또한 8200

대 전기기관차를 제어하기 위한 컨버터와 인버터의 결합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컨버터는 단위 역

률제어를 통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인버터는 유도전동기의 속

도제어를 수행하여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단상 컨버터를 이용하여 DC-Link의 전압 및 컨버터 입력단의 

역률을 제어하고, 컨버터와 DC-Link를 공유한 인버터로 전기기

관차의 동력을 제공하는 유도전동기를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컨버터는 25[kV]의 AC전압을 변압기를 거쳐 1,231[V]의 AC

전압으로 변압한 후 단상 컨버터를 통해 2,600[V]의 DC-Link 

전압을 공급한다. 이 때, 회로의 구성은 승압을 위한 인덕터와 등

가화된 저항 성분으로 구성된다. 컨버터는 DC-Link 전압 공급 

외에도 입력단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동상으로 하기 위한 단위 

역률제어의 역할을 한다. 인버터는 컨버터에서 공급한 DC-Link 

전압을 입력으로 하여 1,300[kW]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matlab 시뮬

레이션의 모듈을 이용하여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고 또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는 표 1과 같다.

2.1 PWM 컨버터

컨버터 제어기에서는 DC-Link 전압 제어 및 입력단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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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컨버터 스위칭 주파수 1.5[kHz]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 1[kHz]

샘플링 시간 5[㎲]

입력측 인덕터(Ls) 1[mH]

입력측 저항(Rs) 8[mΩ]

DC-Link 캐패시터(Cf) 8.2[mF]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

역률제어를 위해 컨버터 입력단의 전류제어를 한다. 전압 제어기

는 PI제어기로 구성하였고, 이 때 제어기의 적분기 포화를 막기 

위해 Anti-Windup 제어기를 포함시켰다. 전압 제어기의 지령 

값은 2,600[V]로 설정한다. 전류 제어기에서는 전압제어기의 출

력전압을 컨버터의 입력 전류와 비교하여 PI제어를 한다. 따라

서 단위 역률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교류 입력전압 1,231[V]를 

받아 전압과 위상차가 인 신호를 발생한다. 입력 전압이 

  일 때 차단주파수 가 추정 각주파수( )인 1차 

LPF를 거치면 ≅인   경우가 된다. 그러

므로 
 , 

는 식 (1), 식 (2)와 같이 된다[3,4].

   
  × sin

× sin      (1)

  


sin      (2)

동기좌표계 위상 제어기는 2상 전압 발생기에서 구한 
와 


를 이용하여 추정각주파수( ), 추정위상( ), 추정진폭()을 

발생하는 부분이다. 
는 식 (3)와 같이 동기 좌표계로 변환한다.


≃ (3)


cos , 

이므로, 와 의 오차가 작은 경

우에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근사화되어 
를 0으로 제어하면 

추정 위상각 는 에 일치하게 된다.


≅  (4)


≅  (5)

전류 제어기 출력 전압을 최종적으로 1.5[kHz]의 캐리어파와 

비교하여 스위칭을 결정하게 된다. 컨버터 제어기의 구성도는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컨버터 제어기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converter controller 

2.2 PWM 인버터

2.2.1 인버터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인버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전

동기 제어기에서 출력한 상전압 지령을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 

1[kHz]의 삼각파와 비교하여 실제 전동기에 인가되는 상전압을 

형성한다. 사용한 PWM 방식은 공간 벡터 전압 변조(SVPWM) 방

식을 사용하였다. SVPWM은 주어진 직류 전압 하에서 가장 큰 

교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써 전동기의 출력 전류나 토

크에 포함된 고조파가 다른 변조 방식보다 적다는 장점으로 인하

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인버터 모델링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인버터 모델링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inverter modeling 

2.2.2 유도전동기 및 전기기관차 모델링 모델링

그림 4는 유도전동기의 d, q축 등가 모델링과 전기기관차를 

기계적 시스템으로 모델링한 구성도이다. 이를 통하여 속도 응답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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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도전동기 및 전기기관차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induction motor and electric 

locomotive 

유도전동기를 d, q축으로 등가화하여 수식으로 구현하였다. 인

버터 모델링으로부터 결정된 전압을 구현된 수식에 연산하여, 출

력 전류와 토크, 자속각()을 확인할 수 있다. Induction Motor 

구성도는 그림 5와 같다[5].

그림 5 유도전동기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induction motor 

본 연구에서는 전기기관차를 기계적 시스템으로 수학적 모델

링하여 전동기에서 전달된 토크를 바탕으로 부하시스템의 운동방

정식에 적용하여 전기기관차의 속도를 계산하였다. 전기기관차의 

구성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전기기관차 구성도

Fig. 6 Configuration of electric locomotive 

3. 시뮬레이션

3.1 컨버터 입력단 전류 제어

그림 7은 컨버터 입력 전압 및 전류파형이다. 이를 분석하면 

부하가 작은 경우에는 전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지만, 표시된 부분은 인버터에서 유도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

상으로 제어되며 단위 역률 제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컨버터 입력 전압 및 전류 파형

Fig. 7 Input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of converter 

3.2 DC link 전압 및 인버터 전류 제어

그림 8(a)에서 DC link 전압이 지령 전압(
 ) 2,600[V]를 추

종하고 있다. 또한 그림 8(b)와 같이 정상상태에서도 전압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컨버터의 전압제어

가 잘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전류 제어기에서 각각 d축은 전류지령치에 따

라 실제 d축 전류가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축 전류 

또한 전류지령치에 잘 추종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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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기기관차의 속도 제어

Fig. 10 Speed control of electric locomotive

(a) 컨버터 입력전류

(b) DC-Link 전압

(c) 8200대 전기기관차 속도

그림 11 전기기관차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11 Simulation waveform of electric locomotive 

(a) DC link 전압 파형

(b) DC link 전압 파형(정상상태) 

그림 8 컨버터 출력 전압

Fig. 8 Output voltage of converter 

그림 9 d, q축 전류 제어

Fig. 9 Current control of d and q axis

3.3 전동기 속도 제어

그림 10을 보면 전동기의 속도 지령 3,750[rpm]을 PI제어기

의 응답특성에 따라 추종되고, 속도 응답이 안정화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때의 전기기관차 속도는 150[km/h]이다. 시뮬

레이션 시간의 간소화를 위해 실제 전동기의 관성 값을 임의의 

값으로 줄여서 사용하였다[6].

3.4 시뮬레이션 및 현차시험 결과 비교

모델링의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차시험 결과 비교를 통하

여 모델링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1은 8200대 전기

기관차의 시뮬레이션 파형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2는 동일 모델 

차량의 현차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시험은 0→150[Km/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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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력 시험의 결과이다. 컨버터의 입력전압은 약 1,300[V]로 

동일하게 출력되었다. 반면 시뮬레이션의 컨버터 입력전류는 속

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최대 약 1,450[A]로 나타났으며 현차시

험에서는 1,600~2,000[A]의 출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현차시험의 

경우 구배 등의 주행 중 발생하는 기타 부하 변동 때문에 발생

하는 오차이다.

또한 DC-Link의 전압은 시뮬레이션에서는 2,600[V]를 추종

하였으며 현차 시험에서는 2,400~2,600[V]의 전압 변동 폭을 보

였다. 이는 현차에 적용되는 GTO소자의 스위칭 주파수보다 시뮬

레이션의 적용된 스위칭 주파수가 더 높고 시뮬레이션 부하변동 

폭이 더 작아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시뮬레이션에서 더 높은 주

파수를 사용한 이유는 향후 국산화에 적용되는 소자는 IGBT로 

GTO소자에 비하여 더 높은 주파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200대 전기기관차 모델링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현차시험을 비

교한 결과 부하에 따라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제어

성능 측면에서 모델링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전기기관차의 현차시험 (0→150[km/h]→0)

Fig. 12 Field test of electric locomotive 

4. 결  론

본 논문은 8200호대 전기기관차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컨버터 및 인버터 제어에 따른 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컨

버터의 입력 전압, 전류를 확인하여 단위 역률 제어 양상을 확

인하였고 DC-Link 전압이 2,600[V]로 제어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기관차의 유도전동기의 제어가 3,750 

[rpm]으로 속도로 환산하면 150[km/h]로 잘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d, q축 전류제어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8200대 전기기관차 모델링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현

차시험 결과비교를 통하여 모델링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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